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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rinkage crack is a major concern for cement materials, especially for flat structures such as Korean On-Dol floor system, flooring
for garages, and wall. One of the methods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of shrinkage cracking is to reinforce cement materials with
shot randomly distributed fibers. The efficiency of inorganic fibrous material to arresting cracks in cementitious composites was
studied. Cement materials reinforced with five different qualities of inorganic fibrous material were tested. Contents of inorganic
fibrous material were 1.0 kg, 1.5 kg, 2.0 kg, 2.5 kg, 3.0 kg by weight of cement mortar and C:S types of cement mortar were 1 :3 and
1:4. W/C were 60% and 80%. Cement mortar of inorganic fibrous material reinforcement showed an ability to reduce the crack width
and crack length significantly as compared to unreinforced cement mortar. 40%~60% drop in shrinkage crack of 1:4 cement mortar
with 1.5 kg over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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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재료에 섬유성분을 보강하여 성능의 개선을 꾀한

다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선인장

류의 섬유질을 추출하여 벽돌 제작 시에 섞어 넣는 방법

이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행되었고,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흙벽을 만들 때 짚을 잘게 썰어 넣음으로 인하여

보다 견고한 재료를 만들어 왔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개발 초기에는 주로 강섬유가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자

중 증가를 우려했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물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제한적인 콘크리트의 사용 범위 등이 있

다. 근래 들어 콘크리트의 제반 성능이 향상되어 철근이

나 철골로 제작되던 구조물에도 콘크리트가 적용되기 시

작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인장 저항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에까지 콘크리트를 활용하려는 시도와, 특수한 용도로서

의 콘크리트의 적용 및 새로운 기능의 콘크리트를 필요

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콘크리트 기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필요성은 더

욱 증가되었으며, 최근 들어 유리나 탄소 섬유,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섬유, 셀룰로오스 섬유 등의 보급이 활성화

됨에 따라 각 용도에 맞게 다방면으로 섬유보강 콘크리

트가 사용되고 있다.
1-6)

 그러나 이러한 섬유의 사용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즉, 무기질인 콘

크리트와 유기질인 섬유와의 특성 차이에 다른 부착력,

섬유의 뭉침에 의한 분산효과 저하, 슬럼프 저하, 표면 마

감 성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섬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콘

크리트 보강 재료로서 천연 무기질 섬유상 재료인 해포

석(sepiolite)을 시멘트 모르타르에 혼입함으로써 소성수축

에 의한 균열 저감 및 건조수축 균열 저감에 대한 sepiolite

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계획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Table 1과 같고, Table 2는 본 실

험의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배합사항으로 배합비 및 물 시멘트 비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닥마감용 시멘트 모르타

르의 배합조건을 참조하여 시멘트:모래의 비율(이하 C:S

라 함) 1 :3에서 65%, 1 :4에서 80%의 2개 수준으로 하였

고, 섬유의 종류로서 sepiolite 및 sepiolite와의 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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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유기질 섬유인 PVA섬

유를 사용하였는데, sepiolite의 혼입율은 모르타르 1 m
3
에

대해 0.00 kg~3.0 kg 범위에서 plain을 제외한 5 type으로

하였으며, PVA 섬유 첨가량
2)
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 표준 사용량인 모르타르 1 m
3
에 대해 0.9 kg으로 하였다.

2.2. 사용재료

2.2.1.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본 실험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국내산 보통 포틀랜트 시

멘트로 그 물리적 성질은 Table 3과 같다.

2.2.2. 잔골재

본 실험에 사용한 잔골재는 강원도 주문진산 강모래로

서, 사용 전 비중과 흡수율(KS F 2504), 조립율(KS F

2502), 단위용적중량 및 입형판정실적율(KS F 2505),

No.200체 통과량(KS F 2511) 등을 확인하였는데, 그 물리

적 성질은 Table 4와 같다.

2.2.3. 섬 유

1) Sepiolite

Sepiolite는 함수 마그네슘 규산염으로 섬유상 형태와 특

이한 channel 구조로 특징되는 점토 광물이다. Sepiolite의

주요 화학성분은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수화물이며 형성

Table 1. Experiment Plan

Factors Conditions

Mixing

Mixing Ratio(W/C) 2
C:S=1:3, W/C=65%

C:S=1:4, W/C=80%

Types of fiber 2 sepiolite, PVA

Addition (kg)
6 0, 1.0, 1.5, 2.0, 2.5, 3.0

1 0.9(PVA)

Testing

Fresh mortar 2
Flow

Air content

Hardened mortar 5

Compressive strength

Length exchange of

drying shrinkage

Crack control

Table 2. Mix Proportions

Mixing

ratio

Types

of fiber

Addition

(kg)

Unit water

(kg/m
3
)

Mixing ratio by volume (l/m
3
) Mixing ratio by weight (kg/m

3
)

cement sand fiber cement sand fiber

1:3
sepiolite

0.0

1.0

1.5

2.0

2.5

3.0

301 147

542.0

541.6

541.4

541.2

541.0

540.8

0.000

0.385

0.577

0.769

0.962

1.154

463

1388.0

1387.0

1386.5

1386.0

1385.5

1385.0

0.0

1.0

1.5

2.0

2.5

3.0

PVA 0.9 533 1.17 1386.8 0.9

1:4
sepiolite

0.0

1.0

1.5

2.0

2.5

3.0

297 117

576

566

561

556

551

546

0.000

0.385

0.577

0.769

0.962

1.154

367

1475.0

1474.0

1473.5

1473.0

1472.5

1472.0

0.0

1.0

1.5

2.0

2.5

3.0

PVA 0.9 567 1.170 1436.0 0.9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OPC

Sp. Gr Blain (cm
2
/g)

Setting time (min)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final 3d 7d 28d

3.15 3,412 239 341 23.4 29.9 37.7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Fine Aggregate

Sp. Gr F.M Absorption ratio (%) Unit mass (kg/m
3
)

Solid volume ratio

for shape determination (%)
No.200 sieve passing ratio (%) 

2.56 2.54 1.90 1,502 42.13 2.06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Sepiolite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otal

41.9 0.262 0.338 29.0 27.5 0.329 0.317 99.646



해포석이 시멘트 경화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445

제45권 제8호(2008)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Sepiolite의 형성 구조는 Mg8Si2O30

(OH)4(OH2)4 ·8H2O, 석면의 형성구조는 Mg6Si4O10(OH)8로

서 sepiolite는 석면보다도 OH group이 더 많이 있으며,

MgO 함유량은 석면보다 적다. 본 연구에 사용된 sepiolite

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Tables 5, 6에 나타내었다. 또한

sepiolite의 SEM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2) PVA 섬유

본 실험에 사용한 PVA섬유는 국내산으로 12 mm 단섬

유를 사용하는데, 그 물리적 성질은 Table 7과 같다.

2.3. 실험방법

2.3.1. 시멘트 모르타르의 혼합

시멘트 모르타르의 혼합 모식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모르타르의 혼합은 KS L 5109 방법에 의해, 강제식 팬믹

서를 사용하여 Fig. 2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였다.

2.3.2.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실험

시멘트 모르타르의 flow 시험은 KS L 5105(수경성 시

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의 흐름성 실험 방

법과 공기량 시험은 KS F 242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

력법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에 준해서 모르타르용 공기

량 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3. 경화 모르타르의 실험 및 양생

경화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경화 모르타르 시험용 공시체의 양생은

20±3
o
C 실내에서 공시체를 제작하여, 24시간 동안 봉함

양생 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탈형하여 20±3
o
C 수

중에서 실험계획 된 기간 동안 양생하였다. 길이변화율은

KS F 2424(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변화 시험방법)

규정의 다이얼 게이지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표준양생의 길이변화시험용 공시체는 탈형 후 처음 7

일 동안은 수중양생을 실시하고 남은 재령에서는 기중양

생을 실시하였다.

2.3.4. 소성수축 균열 제어 실험

소성수축 균열제어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내에 발생하는 구속 응력을 실제 콘크리

트 타설 시 구속 조건과 형상, 재료와 환경적 변화에 영

향을 받도록 구속 조건을 제공하여 소성수축 균열의 발

생을 검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9,10)

 또한 소성수축 균

열의 특성을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모르타르 배합은

1:4 모르타르로 하였다. 실험 장치에 대한 모식도를 Fig. 3

에 나타내었으며 실험은, 온도 25±3
o
C, 상대습도 35%의

조건으로 시험체의 표면에 4~6 m/s의 바람을 72시간 적

용 시켰다.

2.3.5. 건조수축 균열 제어 실험

건조수축 균열제어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Shah, Chuan

Table 6. Physical Properties of Sepiolite

 Sp. Gr Length (mm) Diameter (mm) Sp. Surface area (m
2
/g) pH Form

2.6 7~11 ≤0.3 265 9.7 chain structure

Table 7. Physical Properties of PVA Fiber

 Sp. Gr Length (mm) Diameter (mm) Melting temp. (
o
C)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coefficient (GPa)

1.3 12 0.39 162 1,600 40

Fig. 1. SEM of sepiolite.

Fig. 2. Procedure of mortar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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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사용하였던 ring 실험을 실시하였다.
9,11,12)

 실험에 사

용한 ring test의 모식도는 Fig. 4와 같으며, ring 실험을

위한 몰드의 내부와 외부 ring은 강제로 제작하였으며, 강

제 plate 위 중앙에 설치하였다. 두 ring 사이의 공간에 콘

크리트를 채워 24시간 초기 양생 후 외부 몰드를 제거하

였다. ring 공시체의 건조수축 균열 발생과정은 콘크리트

공시체는 수분의 증발로 인하여 수축하지만 강제 ring이

콘크리트의 수축을 구속함으로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특성

Table 8, Figs. 5, 6에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flow 및 공

기량 특성을 나타내었다. Sepiolite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flow치는 sepiolit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epiolite는 재료의 특성상 물에 혼합

되거나 강알칼리 환경에서 점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재료이다. 시멘트 재료는 pH가 약 12~13 정도의 강

알칼리 재료이다. 따라서 sepiolit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sepiolite의 점도 상승으로 인하여 모르타르의 점도가 증

가하였기 때문에 flow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Sepiolite 첨가량이 많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물 시

멘트 비가 높은 모르타르나 C :S의 비율이 높은 모르타르

등 재료 분리가 나타날 수 있는 배합의 모르타르에

sepiolite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분산제를 사

용하거나 진동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VA

Fig. 3. Schema of test for plastic shrinkage crack.

Fig. 4. Schema of test for drying shrinkage crack.

Table 8. Properties of Mortar

Mixing ratio
Types

of fiber

Addition

(kg)

Flow

(cm)

Air cont.

(%)

1:3

Plain 0.0 164.1 5.2

sepiolite

1.0 155.6 5.3

1.5 154.6 5.5

2.0 147.9 5.8

2.5 146.8 5.9

3.0 144.4 6.1

PVA 0.9 160.3 5.3

1:4

Plain 0.0 182.5 7.5

sepiolite

1.0 178.2 7.5

1.5 175.8 7.7

2.0 164.3 8.0

2.5 162.6 8.2

3.0 160.9 8.4

PVA 0.9 179.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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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입 모르타르는 plain과 거의 유사한 flow 값이 나

타났다. 공기량 측정 결과를 보면 sepiolite를 첨가한 경우

sepiolit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립분이 증가할수록 공기포의

발생에 의하여 공기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의 해포석의 첨가량은 시멘트 량 대비 약 0.6 wt%이며,

골재량 대비 0.2 wt%로서 미립분 증가에 의한 공기량 증

가 보다는 sepiolite에 의한 모르타르 점도의 증가에 의한

갇힌 공기의 영향으로 공기량 증가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PVA 섬유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공기량은 plain

모르타르의 공기량과 오차 범위한계에 있어 공기량에서

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2. 경화 모르타르의 특성

3.2.1. 압축강도 특성

Fig. 7에 압축강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Sepiolite의 첨가

량이 1.0 kg, 1.5 kg, 2.0 kg에서는 plain보다 압축강도가 향

상 되었으며, 매트릭스 내부에 갇혀 있는 공기량과 압축

강도와의 상관관계에서 공기량 1%의 보정계수를 고려할

경우 압축강도는 상대적으로 4~6% 증가하기 때문에 미

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공기량이 동일한 조건 즉, 모르

타르에 진동다짐 등의 방법으로 갇힌 공기를 방출한다면

sepiolite를 혼입한 경우 압축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PVA

섬유를 혼입한 경우 plain 대비 압축강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유기질 섬유는 일정량 이하

Fig. 5. Flow of mortars with sepiolite and PVA fiber.

Fig. 6. Air content of mortars with sepiolite and PVA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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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될 경우 시멘트 매트릭스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압축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섬유 혼입 량의 증가

에 따라 workability의 저하, 섬유분산의 불량 등으로 인

한 조직의 치밀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압축강도를 저하

시킬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5)

 그러나 sepiolite는

마그네슘-규산염계 무기질 섬유로서 시멘트 장기 수화 시

화학적으로 Sepiolite에 함유되어 있는 규산염과 시멘트

중의 free-CaO가 반응하여 C-S-H 또는 C-M-S-H가 생성

되기 때문에 장기 압축강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SEM분석 결과 sepiolite 표면에 수화물의 생성을 확

인함으로서 일반 유기질 섬유와는 다른 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무기질 섬유인 sepiolite를 시

멘트 모르타르에 혼입할 경우 섬유의 인장력 개선과 시

멘트 재료와의 수화물 생성에 의한 결합력 증진으로 인

하여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2. 길이변화율 특성

Fig. 8에 길이변화율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sepiolite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초기 수중 양생시의 팽

창율이 plain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일 수중 양생

이후 기건 양생시에도 수축율이 plain 대비 낮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는 sepiolite는 강알칼리 조건 하에서 점

도 상승 또는 팽윤의 특성이 있어 초기 수중 양생에서는

plain 보다 높은 팽창율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건 양생 시에는 sepiolite의 함수로 인한 수분의 증발 속

도가 늦기 때문에 plain 보다 수분의 증발에 의한 길이변

화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PVA 섬유 첨가의

Fig. 7.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s with sepiolite and PVA fiber.

Fig. 8. Length exchange ratios of mortar with sepiolite and PVA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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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lain과 유사한 길이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

반 유기질 섬유는 시멘트 재료의 길이변화율과는 무관하

며 단순한 인장력의 개선에 의해 균열저감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균열제어 특성

3.3.1. 소성수축 균열 제어 특성

소성수축 균열 제어의 특성을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모르타르 배합은 C:S=1:4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9,

Fig 9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plain은 균열

폭이 3 mm 정도 되는 균열과 1 mm 정도의 균열이 성형

체를 관통하여 발생하였다. 또한 PVA 섬유를 혼입한 모

르타르의 경우 4곳에서 균열 폭 약 0.5 mm 정도이고 길

이 4 cm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sepiolite 1.0 kg을

혼입한 경우에도 균열 폭 약 0.5 mm, 균열길이 약 4 cm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sepiolite 혼입량 1.5 kg

이상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무기질 섬유상 재료인

sepiolite의 균열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멘트 재

료의 초기 소성수축에 의한 균열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

여 발생되는 것 외에도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

의 소성수축 균열 제어 특성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으나

Table 9. Maximum Crack Width and Length by Plastic

Shrinkage

Mixing

ratio

Types

of fiber

Addition

(kg)

Crack width

(mm)

Crack length

(mm)

1:4

Plain 0
1 70

3 142

sepiolie

1.0 0.5 40

1.5 0 0

2.0 0 0

2.5 0 0

3.0 0 0

PVA 0.9 0.5 170

Fig. 9. Photos of plastic shrinkage crack of 1 : 4 mortar with sepiolite and PVA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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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sepiolite의 첨가로 인하여 시멘트 모르타

르의 소성수축 균열을 제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3.2. 건조수축 균열제어 특성

건조수축 균열 제어의 특성을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하

여 모르타르 배합은 1 :4 모르타르로 하였으며 4개월 동

안 균열의 발생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Table 10, Fig. 10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plain과 sepiolite 혼

입, PVA 섬유 혼입 모르타르 모두가 균열이 발생하였다.

특히 plain 모르타르는 균열 폭이 4 mm 정도로서 폭이 큰

균열이 발생하였고, sepiolite 혼입 모르타르의 경우 균열

폭은 plain 모르타르보다 작으나 역시 균열이 발생하였으

며, sepiolite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열 폭은 작게 나타났

다. PVA 섬유를 혼입한 경우는 plain 및 sepiolite 첨가 대

비 균열 폭은 적으나 균열 발생 길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sepiolite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경우 plain 대비 균

열 저감효과는 우수하며, PVA 섬유를 혼입한 모르타르와

유사한 건조수축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Maximum Crack Width and Length by Drying

Shrinkage

Mixing

ratio

Types

of fiber

Addition

(kg)

Crack width

(mm)

Crack length

(mm)

1 : 4

Plain 0 4.0 50

sepiolite

1.0 2.5 50

1.5 2.5 50

2.0 2.3 50

2.5 2.0 50

3.0 1.7 50

PVA 0.9
1.9 50

0.6 50

Fig. 10. Photos of drying shrinkage crack of 1 : 4 mortar with sepiolite and PVA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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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화 생성물

Figs. 11, 12에 sepiolite 첨가량 1.5 kg에 대한 재령 28

일에서의 수화 생성물의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XRD 분

석결과를 보면 2Ø 값 18
o
 부근의 peak는 calcium magne-

sium silicate hydrate (CMSH)의 peak로서 일반 OPC의

수화 생성물에서는 관찰 할 수 없는 peak 이다. 유사한

2Ø 값에서 Ca(OH)2의 peak가 있으나 OPC에서의

Ca(OH)2의 peak intensity보다 본 실험 결과물의 intensity

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Figs. 3~8

의 SEM 사진에 의하면 sepiolite 섬유 표면에 수화물이 생

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sepiolite는 일반 유기

질 섬유와는 달리 OPC와 수화반응에 의해 CMSH 결정

을 생성하게 되고, 결정의 생성으로 인하여 matrix 내에

서 유기질 섬유보다는 강하게 결합하게 됨으로 인하여 압

축강도의 증진 및 균열 제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재료의 균열제어를 목적으로 무

기질 섬유 재료인 sepiolite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일반적으로 건설 시공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

르타르 배합으로서 1 :3, 1 :4 모르타르에 대해 무기질 섬

유 재료인 sepiolite 혼입율 변화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

의 수축 균열 저감 특성에 대하여 plain 모르타르 및 PVA

섬유 혼입 모르타르와 비교 검토하였다.

1.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특성

Sepiolite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flow치는 sepiolite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공

기량 측정 결과, sepiolit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공기량

이 증가하였다. 이는 sepiolite의 첨가에 의해 모르타르의

점도가 증가하여 공기가 갇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sepiolite를 첨가할 경우 분산제의 사용이나 충분

한 진동 등의 방법으로 갇힌 공기의 유출을 증대시켜 주

는 방법 등의 물리 화학적인 방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경화 모르타르의 특성

무기질 섬유인 sepiolite는 시멘트 matrix 내에서의 인장

Fig. 11. XRD results of hydrates with sepiolite.

Fig. 12. SEM results of hydrates with sepi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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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개선과 수화물의 생성으로 인하여 plain 대비 압축강

도가 증가하며, 길이변화율 측정 결과 sepiolite의 첨가량

이 증가 할수록 plain 또는 PVA 섬유를 첨가한 모르타르

에 대비하여 팽창 및 수축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 균열제어 특성

Sepiolite를 혼입한 경우 첨가량에 따라 plain 대비 40%

에서 60% 범위까지 균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무기질 섬유인 sepiolite의 균열 저감 효과는 무기질

섬유에 의한 시멘트 matrix 내에서의 인장력 개선으로 인

한 수축저감과 기존의 유기질 섬유와는 달리 무기질 섬

유의 표면에서의 수화물의 생성으로 인한 시멘트 matrix

와의 결합력 증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기

질 섬유인 sepiolite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소성수축 균열

저감 및 건조수축 균열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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